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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김 태․박은혜. 학령기 아동의 학교상황 어휘 연구: ACC 용을 한 기 연구. 언어청

각장애연구, 2005, 제10권, 제1호, 134-152. 본 연구는 등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다수의 일반아동이 교사나 래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 는 화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아동에게 AAC 용을 하기 한 기  어휘목록을 제공하고, 개별 AAC 어휘목록 개발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 다. 이에, (1) 등학교 학교상황에서의 핵심

어휘는 어떠한 것들이며 핵심어휘가 체어휘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목  상황에 따라서 

핵심어휘의 경향이 나타나는 차이, (3) 핵심어휘의 범주별 특성, 그리고 (4) 학교 상황에서 부수

어휘가 차지하는 비율과 그 역할  요성에 해서 알아보았다. 서울 지역의 등학교 3학년 

세 학 에 속해 있는 아동 91명(남 45명, 여 46명)을 상으로 하 으며, 아동이 참여하는 수업

시간, 심시간, 자유놀이․쉬는 시간에 발화녹음이 이루어졌다. 사자료는 총 29,580개의 축

약어휘로 환하여 빈도수와 빈도천분율을 산출하고, 체 상황과 과목  상황별 핵심어휘와 

부수어휘를 산출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체낱말수(NTW: Number of Total Words, 

이하 NTW)로 분석해 보았을 때 핵심어휘는 체어휘 NTW의 81.3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과목  상황에 따라서 아동이 참여하는 과제의 특성이 달라지며 상호작용의 빈도에도 

향을 주어서, 과목  상황별 핵심어휘의 NTW나 다른낱말수(NDW: Number of Different 

Words, 이하 NDW)가 다른 경향으로 나타났다; (3) 핵심어휘의 범주별 분석에서 ‘ 신하는 말’

이 다른 범주에 비해서 NDW는 14개로 은 수이지만, NTW는 4,698개로 체어휘에서 19.58 

%를 차지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부수어휘가 체어휘의 NTW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709 %로 높지 않은 비율이지만, 아동의 화, 특히 래와 계를 형성하고 자유롭게 이야기

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요한 매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핵심어: AAC 핵심어휘, 부수어휘, 체낱말수(NTW), 다른낱말수(NDW)

I. 서  론

보완․ 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AC)이란, 말을 할 

수 없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기 해 사용되는 체계이다. 즉, 말을 어

1
본 논문은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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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보완 ․보충  방법이며, 일반 인 의사소통 방식인 말(speech)과 다

른 방법으로 치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은혜, 2003a, 2003b). 

AAC 역에서 꾸 한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의 하나가 어휘수집과 선택에 한 것이다. Carlson(1981)은 

만일 AAC 도구의 사용이 성공하지 못하 다면 우선 어휘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제안하 으며, 이는 언

어장애인이 AAC 체계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효율 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얼마나 한 어휘

를 잘 선택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다. Carlson(1981)은 풍부하지 못한 어휘나 부 한 어휘를 

선택하여 AAC 체계에 용시키는 것은 AAC 사용자에게 의사소통을 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며, 오히려 의사소통 의지를 좌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AAC를 제공하는 구성원들은 AAC 사용자가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작용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개별 인 의사소통 요구  필요, 심, 흥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  상황을 고려한 

풍부한 어휘를 수집하고 한 어휘를 선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AAC 상징을 구성할 어휘를 수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근법이 있다. 첫째, 발달  근법

은 일반 정상 언어발달을 모델로 해서 일반인이 사용하는 어휘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Beukelman, Jones & Rowan, 1989; Stuart, Beukelman & King, 1997; 김 태, 2002). 정상 아동의 언

어를 모델로 삼아서 보상 이고 요한 사건을 반 하고, 극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과 ‘여기서 지

’ 사용하는 사물과 내용범주와 련된 어휘를 선정한다(김 태, 2002). Lahey & Bloom(1977)은 이러

한 근법을 사용하여 해당어휘에 한 사용  출  빈도를 고려하여 어휘의 가능성을 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 다. 발달  근법을 이용한 선행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는데, 학령  아동의 어휘 

연구가 많으며(Fried-Oken & More, 1992; McGinnis & Beukelman, 1989; Marvin, Beukelman & 

Bilyeu, 1994), 성인과 노인을 상으로 한 경우도 있었다(Stuart, Vanderhoof & Beukelman, 1993; 

King et al., 1995). 둘째, 환경  근법은 AAC 사용자가 실제로 처해 있는 환경을 시하여 어휘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AAC 사용자의 가족이나 친구  교사 등과 면 이나 설문을 통해서 어휘를 조사

하고 목록화하여 AAC 사용자의 일상생활에서 특정 상황과 맥락에 필요한 핵심어휘를 찾도록 한다. 여

기서 AAC 사용자가 각 환경에서 참여하는 활동들을 찰해서 의사소통  상호작용에 요하다고 생

각되는 어휘를 수집하여 선택한다. Mirenda(1985)는 이러한 근법은 AAC 사용자의 선호도와 요구, 

상황에 따른 기능성을 반 할 수 있다고 하 다.

AAC 사용자에게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는 모든 어휘를 제공하는 것은 힘들다. 최 한 다양한 환

경에서 어휘를 수집해야 하며, 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고 의사소통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어휘를 선

택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이 핵심어휘(core vocabulary)와 부수어휘(fringe vocabulary)이

다. 핵심어휘는 다양한 사람들이 일반 으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나 구, 문장을 말한다(박은혜, 

2003a). 핵심어휘를 별하기 해서는 주로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Beukelman & Mirenda, 1998). 

첫째, 성공 으로 AAC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휘를 조사함으로써,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 

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어휘를 알아보도록 한다. 둘째, 개별 AAC 사용자의 어휘패턴을 기 로 핵

심어휘를 찾는 방법이다. 셋째, 일반 화자들의 어휘사용 패턴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선행연구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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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출  빈도를 근거로 한 핵심어휘 출 빈도는 연구마다 다양하지만, 일반 으로 1,000 단어당 0.5 - 5

번 정도의 출 을 근거로 산출한 연구들이 많다(Beukelman Jones & Rowan, 1989; King et al., 1995; 

Marvin, Beukelman & Bilyeu, 1994).  발화의 어휘들을 합쳐서 어휘에 한 가 빈도를 계산하고, 

고빈도 순 에 근거하여 상 어휘 200 - 500개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리고 공통성 수(commonality score)

에 근거해서, 발화 수집 상자의 60 % 이상이 사용한 단어를 핵심어휘로 본 연구들도 있다. 부수어휘는 

핵심어휘에 비해서 빈도가 낮게 출 하는 어휘를 말한다. 새롭게 생겨난 신조어와 같은 어휘가 계속

으로 부수어휘에 추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부분 명사, 동사, 형용사가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어휘

는 개인이 참여하는 활동, 심사항  선호도, 환경  장소, 자신이 속해 있는 연령 를 반 한다. 부

수어휘 목록에는 핵심어휘 목록에서 제공하지 않는, 개인 으로 상호작용을 많이 진할 수 있는 어휘

가 포함되므로, 부수어휘를 선택할 때는 AAC를 사용하는 본인이나 이들을 잘 알고 지내는 부모, 교사, 

친구, 동료 등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가족, 친구, 교사 문가에게 AAC 사용자와 상호작용 빈도

가 높은 사람들을 심으로 의사소통에서 요구되는 어휘나 문장에 해서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의 방법 외에도 기존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목록이나 의사소통 사 을 사용하거나 MCDI(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al Inventory)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해서 부수어휘 목록을 얻을 수 있

다.

AAC 도구 개발에서 타당도가 높고 의사소통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어휘 목록을 만들기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졌으며(Beukelman, Jones & Rowan, 1989; 박은혜, 1996; 이정은․박은혜, 

2000), 성공 으로 AAC를 사용하고 있는 성인의 어휘를 분석하여 핵심어휘를 산출하는 연구

(Beukelman et al., 1984; Yorkston, et al., 1989; Yorkston et al., 1990)도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일반인

이 나 는 화 주제  단어 사용 패턴에 한 연구도 이루어졌다(Yorkston et al., 1990; Marvin, 

Beukelman & Bilyeu, 1994). 노년층에서 AAC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진하고 의사소통 상호작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노년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수집  구문구조의 패

턴 연구, 화 주제에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Stuart, Beukelman & King, 1997; Stuart, Vanderhoof 

& Beukelman, 1993). AAC를 효과 인 용하기 한 연구가 다양한 상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발화 샘 을 수집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에 실시된 국내 선행 어휘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어휘연구 방법이 

설문지와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부모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자발화 수집에 의한 연구

는 김 태(2002) 연구로 제한된다. 실제 인 자발화를 수집하고 어휘를 분석하기 해서는 오랜 기간의 

찰, 실험, 사, 분석 등의 노력과 비용,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어휘연구 

상자가 한정되어진 경향이 있다. 어휘연구가 학령 기 아동을 상으로 한 경우가 많으며, 학령기 아

동을 상으로 한 연구는 장애아동의 기능  의사소통 요구를 충족시키기 한 기능  어휘 목록을 부

모와 특수교사의 설문 형식으로 수집한 이정은․박은혜(2000) 연구가 있다. 학령기 일반아동의 어휘목

록 개발을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합교육으로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상호작용을 한 의

사소통 요구가 증가되어진 상황에서 학령기 일반아동을 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부수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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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에 한 연구가 제한되어 있다. 학령기 아동이 학습  래와의 상호작용을 해서 보내는 

부분이 학교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학교에서 아동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하는 여러 상황에서 아

동의 발화를 수집하여 의사소통을 진할 수 있는 부수어휘의 요성을 살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상황에서 다수의 일반아동이 사용하는 어휘를 수집하여, (1) 등학교 

체 상황 핵심어휘의 체낱말수(NTW: Number of Total Words, 이하 NTW)와 다른낱말수(NDW: 

Nunber of Different Words, 이하 NDW)로 핵심어휘가 체어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보고, (2) 

과목  상황별 핵심어휘의 NTW, NDW를 통해서 핵심어휘의 산출 경향을 분석하며, (3) 체 상황 

핵심어휘를 범주별로 분석하고, (4) 아동이 산출한 부수어휘의 비율과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서울 지역 등학교 3학년 세 학 에 소속되어 있는 아동 100명(남 50명, 여 50명)을 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아동의 발화를 녹음하 다. 이들은 담임교사에 의해서 어떤 

장애나 행동문제를 지니지 않는다고 보고된 일반아동들로 구성되었다. 100명의 아동에게 녹음기를 사

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본인의 발화를 녹음하도록 하 으나, 녹음기 오작동  녹음 상태가 좋지 않은 

아동의 자료를 어휘분석에서 제외시킨 결과, 총 91명(남 45명, 여 46명)의 자료만을 어휘분석에 포함시

켰다.

2. 연구 차

가. 발화수집

학교상황에서 아동의 발화를 수집하기 해서 녹음기(AIWA JS199)를 사용하 으며, 학교 장소 

특성상 주변 아동의 말소리나 다른 소음으로 인해서 상아동의 발화만 녹음하는 데 방해 될 수 있으

므로 핀 마이크를 사용하여 녹음하 다. 학교에서 교사나 래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시간(과

학, 도덕, 말하기․듣기, 쓰기, 읽기, 음악, 미술, 수학, 체육), 심시간, 자유놀이․쉬는 시간에 발화를 

수집하 다. 운동장,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학 교실, 복도 등의 학교내 환경이 발화 녹음 환경이 되

었으며, 과목 특성  활동 참여하는 장소 특성상 주로 학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발화녹음 상이 된 아동에게 녹음기의 사용법과 핀 마이크의 착용에 해서 설명을 하고, 자신

들이 충분히 녹음과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 다. 아동이 녹음을 해본 경험과 테이 를 교체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 기 때문에, 쉬는 시간 마칠 때쯤에 연구자가 교실에 들어가서 아동과 함께 테이 를 



언어청각장애연구

138

교체하 다. 녹음한 테이 는 연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 으며, 녹음시간은 한 아동 당 90 - 120분 정

도 녹음이 이루어졌다.

나. 발화분석

수집된 발화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가 이루어졌으며(Stuart, Vanderhoof & Beukelman, 

1993), 사한 모든 어휘를 ‘Microsoft Excel’에서 축약어휘로 환하여 어휘의 빈도와 빈도천분율을 산

출하 다. 총 29,580개의 단어를 분석하 으며, 그 에서 빈도천분율 0.5 ‰(1,000 단어당 0.5번) 이상 

출 한 어휘를 핵심어휘로 산출하 다. 과목  상황별로 아동의 NTW, NDW를 산출하여 과목  상

황에 따른 아동의 어휘 빈도와 경향을 분석하 다. 체 상황 핵심어휘를 다음과 같이 범주별로 분석

하여, 학교 상황에서 효율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주별 어휘 목록을 고찰하 다: 움직이는 말, 서술하

는 말, 연결하는 말, 신하는 말, 물어보는 말, 신체부 , 의류, 동물, 장소, 사람, 양/수, 시간/공간, 음

식, 탈 것, 가정용품, 장난감  일상생활, 자연물, 기타로 나 어서 실시하 다. 그 외, 사한 자료를 

통해서 아동이 참여하는 활동, 심사항  선호도, 환경  장소, 자신이 속해 있는 연령 를 반 해 

주는 부수어휘 목록을 산출하 다. 산출된 부수어휘 목록은 체어휘에서 부수어휘가 차지하는 비율로 

분석하 다.

다. 신뢰도

연구자는 사 자료의 축약어휘 환이 신뢰롭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기 해서, 분석자내 신

뢰도를 산출하 다. 먼  분석자는 본 연구의 축약어휘 환원칙을 숙지한 후에, 체 사자료를 축약

어휘로 환하 다. 사자료 에서 무작 로 20 %를 선정해서 축약어휘로 다시 환하 다. 분석자

가 처음에 환한 축약어휘와 무작 로 선정해서 환한 축약어휘의 일치도를 비교한 결과, 축약어휘 

환에 한 일치도가 100 %로 나타났다. 

신뢰도(%) =
일치하는 어휘 수

 × 100
일치하는 어휘 수 + 일치하지 않는 어휘 수

Ⅲ. 연구 결과

1. 체 상황 핵심어휘

등학교 체 상황에서 수집한 축약어휘를 종합해서 빈도를 산출한 결과, NTW가 29,5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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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W가 2,024개로 분석되었다. 종합한 어휘 에서 빈도천분율이 0.5 ‰ 이상인 핵심어휘를 산출하여, 

체 상황 핵심어휘 목록을 <부록>에 제시하 으며, 빈도천분율 5 ‰에 해당하는 고빈도 핵심어휘 목

록만 <표 - 1>에 제시하 다. 핵심어휘의 NTW는 23,998개로 체어휘 NTW의 81.13 %를 차지하

으며, 핵심어휘의 NDW는 276개로 체어휘 NDW의 13.64 %를 차지하 다.

<표 - 1> 5 ‰ 이내의 고빈도 핵심어휘 

번호 어휘 빈도수 빈도천분율 번호 어휘 빈도수 빈도천분율

1 하다 1478 49.97 19 네 281  9.50 

2 나 1391 47.03 20 왜 258  8.72 

3 이거  855 28.90 21 쓰다 256  8.65 

4 야  801 27.08 22 이 게 243  8.22 

5  673 22.75 23 하나 237  8.01 

6 되다  636 21.50 24 가다 232  7.84 

7 것  554 18.73 25 그거 214  7.23 

8 안  512 17.31 26 십 202  6.83 

9 친구이름  496 16.77 27 없다 199  6.73 

10 있다  487 16.46 28 알다 190  6.42 

11 응  376 12.71 29 얘 186  6.29 

12 이다  374 12.64 30 먹다 178  6.02 

13 아니다  371 12.54 31 꺼 175  5.92 

14 무엇  342 11.56 32 번 166  5.61 

15 보다  336 11.36 33 주다 155  5.24 

16 여기  331 11.19 34 말다 154  5.21 

17 선생님  320 10.82 35 백 153  5.17 

18 다  319 10.78 36 좀 153  5.17 

 

2. 과목  상황별 핵심어휘

과목  상황별로 어휘의 빈도천분율을 통해서, 과목  상황별 핵심어휘를 산출하여, 과목  

상황에 따른 참여아동 수, 체 어휘와 핵심어휘의 NTW, NDW를 <표 - 2>에 제시하 다. 

<표 - 2>에서 살펴보면, 과목  상황별 핵심어휘의 NDW는 34 - 52개로 나타났다. 체로 참

여한 아동이 많을수록 NTW와 NDW가 높게 나타났지만, 수학과 음악, 미술과 체육에서는 다른 경향을 

나타났다. 수학과 음악은 참여한 아동 수에 비해서 NTW와 NDW가 낮게 나타났으며, 미술과 체육은 

참여한 아동 수에 비해서 NTW와 NDW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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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과목  상황별 참여한 아동 수, 체어휘와 핵심어휘의 NTW, NDW

과목  상황 참여 아동 수
체어휘 핵심어휘 

NTW NDW NTW NDW

 과학  9   981  292  575 52

 도덕 15  1,481  343  868 44

 말하기․듣기 15  1,253  365  644 44

 쓰기 23  2,028  430 1,180 41

 읽기 20  2,917  538 1,500 33

 음악 14   636  169  453 44

 미술 22  4,128  565 2,287 38

 수학 26  1,929  305 1,363 46

 체육  4  1,331  309  798 45

 심시간 21  2,882  517 1,539 42

 자유․쉬는시간 73 10,014 1,004 5,031 34

3. 체 상황 핵심어휘의 범주별 분석

아동이 산출한 체 상황 핵심어휘를 ‘신체부 , 동물, 장소, 사람, 음식, 가정용품, 장난감/일상생

활, 자연물, 의류, 탈 것, 기타, 신하는 말, 물어보는 말, 서술하는 말, 움직이는 말, 양/수, 시간/공간, 

연결하는 말’로 총 18가지 범주에 따라 나 어 분석하 다. 이를 범주내 NTW와 체 핵심어휘에서 차

지하는 비율을 산출하고, 범주 내에서 체 상황 핵심어휘를 고빈도순으로 나열한 결과는 <표 - 3>과 

같다.

범주내 NTW를 살펴보면, 신하는 말이 4,698개(19.58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움직이는 

말, 서술하는 말, 장난감/일상생활 련 어휘 빈도수 합이 각각 4,418개(18.41 %), 4,463개(18.60 %), 

4,052개(16.88 %)로 나타났다. 범주별 NDW를 살펴보면, 움직이는 말, 장난감/일상생활 련 어휘에서 

각각 68개, 58개로 나타났으며, 서술하는 말, 양/수, 시간/공간 련 어휘가 각각 36개, 29개, 31개로 나

타났다. 의류, 탈 것, 기타 범주의 어휘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등학교 아동이 의류, 탈 것, 기타 

범주의 어휘는 학교에서 과제를 수행하거나 친구와 화를 나 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 신하는 말 

련 어휘는 14개로 다양하지 않았지만, 범주내 어휘 빈도수 합은 4,698개(19.58 %)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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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범주별 체 상황 핵심어휘와 범주내 NTW, NDW

범주
범주 내 

체 낱말수
체 상황 핵심어휘

신체부 71( 0.30 %) 손 머리 (총  3개)

동물 16( 0.67 %) 돼지 (총  1개)

장소 92( 0.38 %) 집 화장실 학교 (총  3개)

사람
543( 2.26 %)

선생님

동생

사람 엄마 여자 남자

(총  6개)

음식
264( 1.10 %)

우유

소

밥

녹말

물

잡채

맛

김치

설탕

(총  9개)

가정용품 28( 0.17 %) 불 (총  1개)

장난감/

일상생활
4,052(16.88 %)

야

좀

무

정말

안녕

공부

음표

친구

편지

가

이야기

거의

친구이름

발

말

그냥

이름

수학

지우개

생각

검정색

풀

굴 쇠

응

빨리

녹음

연필

색칠

제일

마이크

골룸

어차피

리코더

똥

아무

네

진짜

책

자세

원래

짜증

물감

어

조

문제

빼기

번

그래

되게

재미

일

학년

원

소리

그림

솔

색

(총 58개)

자연물 56( 0.23 %) 비 가지 (총  2개)

신하는 말 4,698(19.58 %)

나

그거

이거

얘

거

꺼

자기

것

우리

게

이 게

그 다

(총 14개)

물어보는 말 1,038( 4.33 %)
무엇

몇

왜

무슨

어떻게

언제

구 어디

(총  8개)

서술하는 말 4,463(18.60 %)

되다

보다

모르다

싶다

같이

괜찮다

뜨겁다

쁘다

안

없다

못

틀리다

같다

아 다

힘들다

있다

알다

싫다

않다

다르다

쉬다

까마득하다

이다

말다

같다

깜박

웃기다

길다

무겁다

아니다

맞다

좋다

이상하다

듣다

조용하다

열심히

(총 36개)



언어청각장애연구

142

(<표 - 3> 계속)

범주
범주 내 

체 낱말수
체 상황 핵심어휘

움직이는 말 4,418(18.41 %)

하다

오다

넣다

나오다

받다

끄다

놀다

묻다

꺼내다

걸리다

자르다

빠지다

들어가다

올라가다

쓰다

가져오다

빼다

들다

잇다

따다

빌려주다

찢다

칠하다

떨어지다

치다

풀다

다

잡다

가다

놓다

그리다

르다

말하다

만들다

만지다

나가다

가져가다

뛰다

내다

이기다

보여주다

지우다

먹다

나다

바꾸다

읽다

찾다

두다

사다

때리다

거리다

붙이다

다니다

가르쳐주다

붙다

주다

다

비키다

가지다

바르다

죽다

끝나다

켜다

이르다

서다

떠들다

세다

앉다

(총 68개)

양/수 2,439(10.16 %)

다

이(2)

팔(8)

칠(7)

조

(0)

하나

개

삼(3)

육(6)

세

열

십

오(5)

쪽

천

다섯

백

많다

더

구(9)

둘

명

일(1)

사(4)

두

크다

반

(총 29개)

시간/공간 1,462(6.09 %)

여기

다시

자리

밖

어제

월

잠깐

이제

지

세

먼

벌써

때

계속

다음

시

앞

매일

시간

오늘

분

기

내일

잠시

아직

끝

뒤

아까

거기

(총 31개)

연결하는 말 358(1.49 %)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럼 때문 그래서

(총 7개)

4. 체 상황 부수어휘와 비율

등학교 체 상황에서 수집한 축약어휘를 종합해서 빈도를 산출한 결과에서, 아동이 산출한 

부수어휘의 NTW는 2,894개, NDW는 804개로 나타났다. 학교 체 상황 어휘 NTW의 29,580개 에

서 부수어휘의 NTW는 2,894개로, 부수어휘는 학교 체 상황에서 나타난 어휘에서 9.709 %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자료를 살펴보면 부수어휘는 아동이 화, 특히 아동간의 인간 계를 형성하

는 데 필요한 잡담(small talk)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요한 매제 역할로, 자유놀이․쉬는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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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학교 상황에서 나타난 부수어휘를 10가지 항목으로 해당 어휘를 살펴 으로써, 등학교 아동이 

요즘에 심  흥미를 자기고 있는 상과 활동, 선호도, 자신이 참여하는 활동을 반 하는 부수어휘

를 <표 - 4>에 제시하 다. 아동은 주로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 텔 비 에서 인기가 많은 만화나 드

라마 인물에 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 고, 자신이나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속성, 아동 본인이

나 주변 인물에게 일어난 일이나 경험을 말하고 있었다.

<표 - 4> 항목에 따른 부수어휘 

항목 부수어휘 

놀이  운동

녹음기

오락

인라인스 이트

돌아가다

빙고

자석

고

넘기

덤블링

운동

훌라우

매체  문화

(TV, 화, 책 제목  

등장인물, 사물)

보디가드

장

뚜비

연생이

심사임당

옹고집

졸라맨

장

디지몬

아톰

논스톱2

흥부와놀부

피카

고순덕

보라돌이

피카 라이

슈빌리아

인조인간

요정

뿡뿡이

카드슬래시

개토 왕

해리포터

외계인

수국마마

팔계

낭랑

가족 구성원 

 사람의 직 , 직업

회장

할아버지

아 마

시민

부회장

변호사

개그맨

평민

할머니

아기

기자

도사

어머니

시민

소년

형

이모

교수님

장소  환경

시베리아

서울

아 리카

강

동네

타운

마을

교회

운동장

보건소

한루

부산

남원

소지품 가방 스티커 볼펜 필통 안경

먹을 것

과자

젤리

식빵

코카콜라

사탕

치킨

스 게티

카 라이스

사과

치즈

만두

골뱅이

콜렛

미녹차

커피

불량식품

코코아

동물
강아지

상어

개구리

침팬지

토깽이

독수리

오징어

새우

토끼

신조어  유행어 필살기 경기침체 노 지 사발이 때구정

속성  성격 표

바보

다

변태

귀엽다

거짓말

어리다

어렵다

시끄럽다

가깝다

더럽다

간지럽다

가볍다

나쁘다

피곤하다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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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등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다수의 일반아동이 교사나 래와 상호

작용을 하면서 나 는 발화를 분석하 다. 학령기 아동이 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빈도를 조사

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핵심어휘와 부수어휘 목록을 제공하고, 상황별 어휘목록의 특성을 연구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들에 한 논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학교 체 상황 핵심어휘가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빈도가 하게 높은 을 알 수 있

었다. 체 상황 핵심어휘가 체 상황 어휘의 NDW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64 %로 높지 않지만, 

체 상황어휘의 NTW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1.13 %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Beukelman 

et al.(1984)의 연구에서, AAC를 성공 으로 사용하는 성인 5명의 발화에서 산출한 핵심어휘 500개가 

체 발화의 80 %를 차지한다고 나온 것과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다. 일반아동 뿐만 아니라 AAC를 사

용하여 의사소통을 효율 으로 하기 해서는 핵심어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어휘

가 의사소통을 할 때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핵심어휘를 히 산출하지 않았을 때는 AAC 사용

자가 의사소통에 성공할 가능성이 어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AAC를 한 어휘를 개발할 때, 

많은 수의 상자에게 다양한 상황에서 핵심어휘를 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과목  상황별로 산출한 핵심어휘는 참여한 아동 수, 과목과 상황의 특성, 아동이 참여하

는 과제와 활동에 따라 향을 받고 있었다. 아동이 개별 으로 활동을 하거나 과제수행을 많이 하는 

과목인 수학과 음악은 래와 상호작용 하는 빈도가 낮아서, 참여 아동 수에 비해서 NTW와 NDW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아동이 래와 활동 과정  결과물에 해서 말하기, 비물 공

유하기와 같은 활동이 많은 과목인 미술과 체육은 래와 상호작용 하는 빈도가 높아서, 아동 참여 수

에 비해서 NTW와 NDW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Marvin, Beukelman & Bilyeu(1994)의 

연구에서 학교 환경에서 과목과 상황에서 따라서 아동이 사용하는 어휘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와 

일치했다. 과목  상황별로 핵심어휘가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AAC 사용자가 속해 

있는 학교  직장, 즐겨하는 활동을 고려해서 핵심어휘를 산출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

다.

셋째, 핵심어휘의 범주별 분석에서 의사소통을 효율 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 신하는 말’이 높

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 두드러진다. ‘ 신하는 말’의 NTW가 19.58 %를 차지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 태(2002)의 2, 3, 4, 5세 아동들의 발화표본에서 나타난 핵심어휘에서 명

사의 빈도가 일반명사의 빈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했다. 이는 ‘ 신하는 말’이 다른 범주에 비

해서 NDW, 즉, 종류는 지만 아동이 래와 의사소통을 효율 으로 하는 데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반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AAC 어휘목록을 개발할 때 명사를 포함시키는 것

과 함께, AAC 사용 훈련시에 AAC 사용자가 명사를 상황에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면 의사소통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교상황에서 아동이 산출한 부수어휘가 체어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았지만,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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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주제 제공과 화유지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부수어휘가 체어휘의 NTW에서 9.709 %

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아동이 화, 특히 래 계를 형성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시작하

고 유지하는 데 요한 매제  주제 제공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수어휘가 요구하기, 욕구 

 필요 충족하는 기능  의사소통을 하는 데 사용되기 보다는 래 계 형성과 같은 상호작용을 해

서는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러 유형의 핵심어휘를 AAC 어휘목록

에 포함시키는 것도 요하지만, 직  발화수집  주변인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동의 연령 와 심사

항, 선호도에 한 부수어휘를 수집하고 AAC 어휘 목록에 반 시키는 것이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Beukelman & Mirenda, 1998).

본 연구는 등학교 상황에서 다수의 일반 아동을 상으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하는 발화를 

수집해서, 핵심어휘  부수어휘를 산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AAC 어휘 목록을 

개발할 때, 빈도지만 아동의 상호작용 증진과 사회성 향상을 한 부수어휘는 고려할 필요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AC 체계 용을 한 어휘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 에서, 본 연구는 핵

심어휘를 조사하고 AAC 어휘목록 개발시 고려할 사항에 해서 조사한 기 연구이므로, 앞으로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등학교의 일부 학년만을 상으로 어휘 수집을 하 으나, 후속연구에는 등학교의 

다양한 학년에 걸친 학령기 아동, 청소년, 학생을 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고등학

교는 청소년만이 사용하는 비어, 은어, 속어가 의사소통에 필요한 부수어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장

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한 어휘 연구가 필요하다. 한 등학교 상황에만 이

루어진 발화를 수집하 기 때문에, 아동이 사용하는 다양한 어휘를 수집하지 못하 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 뿐만 아니라 방과후에 아동이 참여하는 활동  놀이 상황,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연

스러운 발화를 수집해서 이루어진 어휘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교와 학교 밖에서 사용되는 어

휘를 비교해 으로써, 아동이 산출한 어휘의 공통성  차이에 해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장애아동이 래나 교사와 상호작용할 때 수집된 핵심어휘와 부수어휘를 효율 으로 사용하여 

의사소통성공률을 높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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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체 상황 핵심어휘

번호 어휘 빈도수 빈도천분율 번호 어휘 빈도수 빈도천분율

1 하다 1478 49.97 40 잘 144  4.87 

2 나 1391 47.03 41 일(1) 143  4.83 

3 이거 855 28.90 42 모르다 135  4.56 

4 야 801 27.08 43 우리 135  4.56 

5 673 22.75 44 이(2) 134  4.53 

6 되다 636 21.50 45 빨리 134  4.53 

7 것 554 18.73 46 어떻게 126  4.26 

8 안 512 17.31 47 그 다 124  4.19 

9 친구이름 496 16.77 48 진짜 123  4.16 

10 있다 487 16.46 49 못 110  3.72 

11 응 376 12.71 50 개 107  3.62 

12 이다 374 12.64 51 잠깐 104  3.52 

13 아니다 371 12.54 52 구 98  3.31 

14 무엇 342 11.56 53 싫다 94  3.18 

15 보다 336 11.36 54 어디 93  3.14 

16 여기 331 11.19 55 가져오다 91  3.08 

17 선생님 320 10.82 56 그래 91  3.08 

18 다 319 10.78 57 사람 91  3.08 

19 네 281  9.50 58 오(5) 88  2.97 

20 왜 258  8.72 59 같다 87  2.94 

21 쓰다 256  8.65 60 많다 83  2.81 

22 이 게 243  8.22 61 때 81  2.74 

23 하나 237  8.01 62 사(4) 80  2.70 

24 가다 232  7.84 63 놓다 80  2.70 

25 그거 214  7.23 64 좋다 80  2.70 

26 십 202  6.83 65 팔(8) 78  2.64 

27 없다 199  6.73 66 나다 78  2.64 

28 알다 190  6.42 67 삼(3) 77  2.60 

29 얘 186  6.29 68 쪽 74  2.50 

30 먹다 178  6.02 69 무 72  2.43 

31 꺼 175  5.92 70 더 70  2.37 

32 번 166  5.61 71 69  2.33 

33 주다 155  5.24 72 그러면 67  2.27 

34 말다 154  5.21 73 두 66  2.23 

35 백 153  5.17 74 시간 66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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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계속)

번호 어휘 빈도수 빈도천분율 번호 어휘 빈도수 빈도천분율

36 좀 153  5.17 75 칠(7) 65  2.20 

37 오다 147  4.97 76 다 63  2.13 

38 그런데 145  4.90 77 넣다 62  2.10 

39 맞다 145  4.90 78 말 60  2.03 

79 아직 60  2.03 118 밥 40  1.35 

80 육(6) 58  1.96 119 찾다 40  1.35 

81 싶다 58  1.96 120 다음 39  1.32 

82 57  1.93 121 바르다 39  1.32 

83 구(9) 56  1.89 122 분 39  1.32 

84 빼다 56  1.89 123 연필 38  1.28 

85 집 55  1.86 124 조 38  1.28 

86 다시 54  1.83 125 물 37  1.25 

87 엄마 52  1.76 126 자세 37  1.25 

88 이제 52  1.76 127 거 37  1.25 

89 틀리다 52  1.76 128 깜박 36  1.22 

90 계속 51  1.72 129 끄다 36  1.22 

91 녹음 51  1.72 130 따다 36  1.22 

92 책 51  1.72 131 뒤 35  1.18 

93 그리다 50  1.69 132 맛 35  1.18 

94 몇 50  1.69 133 손 35  1.18 

95 바꾸다 50  1.69 134 밖 34  1.15 

96 비키다 50  1.69 135 세 34  1.15 

97 우유 50  1.69 136 시 34  1.15 

98 되게 49  1.66 137 재미 34  1.15 

99 오늘 49  1.66 138 여자 33  1.12 

100 나오다 48  1.62 139 기 33  1.12 

101 들다 48  1.62 140 만들다 32  1.08 

102 르다 47  1.59 141 안녕 32  1.08 

103 읽다 47  1.59 142 이름 32  1.08 

104 끝 46  1.56 143 남자 31  1.05 

105 가지다 45  1.52 144 두다 31  1.05 

106 받다 44  1.49 145 색칠 31  1.05

107 잇다 44  1.49 146 설탕 31  1.05 

108 자리 44  1.49 147 아까 31  1.05 

109 정말 44  1.49 148 이상하다 31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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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계속)

번호 어휘 빈도수 빈도천분율 번호 어휘 빈도수 빈도천분율

110 말하다 43  1.45 149 죽다 31  1.05 

111 무슨 43  1.45 150 놀다 30  1.01 

112 크다 43  1.45 151 때문 29  0.98 

113 않다 42  1.42 152 어제 29  0.98 

114 그냥 41  1.39 153 천 29  0.98 

115 비 41  1.39 154 같이 28  0.95 

116 지 41  1.39 155 같다 28  0.95 

117 그럼 40  1.35 156 불 28  0.95 

157 빌려주다 28  0.95 196 쉬다 22  0.74 

158 언제 28  0.95 197 앞 22  0.74 

159 원래 28  0.95 198 지우개 22  0.74 

160 다르다 27  0.91 199 칠하다 22  0.74 

161 둘 27  0.91 200 가져가다 21  0.71 

162 만지다 27  0.91 201 거리다 21  0.71 

163 먼 27  0.91 202 골룸 21  0.71 

164 웃기다 27  0.91 203 내일 21  0.71 

165 일 27  0.91 204 21  0.71 

166 공부 26  0.88 205 명 21  0.71 

167 그래서 26  0.88 206 어 21  0.71 

168 그러니까 26  0.88 207 이르다 21  0.71 

169 반 26  0.88 208 거기 20  0.68 

170 사다 26  0.88 209 걸리다 20  0.68 

171 수학 26  0.88 210 길다 20  0.68 

172 제일 26  0.88 211 떨어지다 20  0.68 

173 짜증 26  0.88 212 뛰다 20  0.68 

174 (0) 25  0.85 213 붙이다 20  0.68 

175 그리고 25  0.85 214 서다 20  0.68 

176 끝나다 25  0.85 215 소 20  0.68 

177 묻다 25  0.85 216 소리 20  0.68 

178 열 25  0.85 217 자르다 20  0.68 

179 찢다 25  0.85 218 20  0.68 

180 학년 25  0.85 219 치다 20  0.68 

181 나가다 24  0.81 220 편지 20  0.68 

182 다섯 24  0.81 221 화장실 20  0.68 

183 듣다 24  0.81 222 내다 19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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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계속)

번호 어휘 빈도수 빈도천분율 번호 어휘 빈도수 빈도천분율

184 때리다 24  0.81 223 다니다 19  0.64 

185 음표 24  0.81 224 떠들다 19  0.64 

186 자기 24  0.81 225 빠지다 19  0.64 

187 24  0.81 226 생각 19  0.64 

188 켜다 24  0.81 227 어차피 19  0.64 

189 괜찮다 23  0.78 228 조 19  0.64 

190 꺼내다 23  0.78 229 조용하다 19  0.64 

191 마이크 23  0.78 230 풀다 19  0.64 

192 물감 23  0.78 231 그림 18  0.61 

193 아 다 23  0.78 232 녹말 18  0.61 

194 원 23  0.78 233 벌써 18  0.61 

195 친구 23  0.78 234 이기다 18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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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eliminary Study for the Core and Fringe AAC 

Vocabulary Us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Young Mee Lee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ommunication Disorders,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Young Tae Kim
(Dept. of Special Education &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Eun Hye Park
(Dept. of Speci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analyze the core and fringe vocabulary used by non-disabl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searchers collected 29,580 spontaneous words from 91 Grade 3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peech samples were collected from various school situations: 8 class 

situations(science, ethics, speaking and listening, writing, mathematics, music, art, gymnastic), lunch 

time, and play time. The words used in the speech samples were analyzed by the frequency of 

occurrence, number of total words(NTW), and number of different words(NDW). The core vocabulary 

was selected when the frequency of occurrence was .5 ‰.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NDW of the core vocabulary was 276, and these vocabularies amounted to 81.13 % of all 

vocabularies collected in the elementary school. (2) In these NTW and NDW, there were differences 

based on the number of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subjects or situa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or tasks. (3) When analyzing the core vocabulary in all situations of the elementary 

school according to the categories, NTW of the pronoun was 4,689, which was the highest frequency 

among all categories. (4) NTW of the fringe vocabulary was 2,894, which was 9.709 % of all 

vocabularies collected in the elementary school. Although the rate of the fringe vocabulary was not 

high, the fringe vocabulary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when children talk to each other. 

Key Words : AAC, core vocabulary, fringe vocabulary, NTW(number of total words), NDW(number 

of different words)


